
타드와 케이티 밀러는 미얀마 동부 인근의 버마라고 불리는 동부 태국에서 봉사하는 
해외 선교부의 선교사입니다. 그들의 사역은 샨 (Shan)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
합니다. 이 종족 그룹은 미얀마 인구의 10 %를 차지합니다.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은 
미얀마 정부와 충돌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. 샨 사람들은 
종종 난민 캠프에 살고 일자리와 더 나은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.

 우리 교회는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밀러를 후원합니다. 샨족 대부분은 불교도이며, 
타드와 케이티는 종종 사원을 방문하여 축복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. 감사하게도 샨족 
중 일부는 타드와 케이티와 같은 선교사들의 일을 통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. 
최근에 밀러가 마을로 운전하며 갔을 때 한 남자가 깃발을 내려 놓고 멈추라 
고했습니다. 그는 그들에게 그의 집으로 와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고 
간청했습니다. 그들은 그와 복음을 나누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기도했습니다!

오늘 태국에서 사역하는 타드와 케이티 그리고 그들의 세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고 
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많은 샨족 사람들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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